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外国人労働者に対する安全衛生教育教材作成事業（建設業）

둥근톱 등의 취급 작업 종사자 교육을 수강합시다.
※자격 작업(특별교육에 준하는 교육/휴대용 둥근톱 취급 작업 종사자 교육)

작업 개시 전에 시업 전 점검을 시행합니다.
1.  톱날 손상, 각 부위의 볼트나 나사 확인
2.  캡타이어 끊어짐, 손상 여부
3.  커버의 복귀 상태  
4.  브레이크 상태  

(1)휴대용 둥근톱 취급

지켜야 할 것
① 안정된 받침대 위에서 작업합시다.
② 빨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목장갑은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.
③ 이상음이 발생하면 작업을 중단합시다.
④ 케이블의 위치를 확인한 후 절단을 시작합니다.
⑤ 둥근톱을 이동시킬 때는 전원을 끕니다.
⑥ 잘린 상태가 안 좋은 톱날은 바로 교체합시다.

“형틀 시공 업무”
안전위생의 포인트

전동 기구의 취급


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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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둥근톱 취급

지켜야 할 것
① 안전 커버 부근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합시다.
② 장척화물은 둘이서 작업합시다.
③ 잘린 상태가 안 좋은 톱날은 바로 교체합시다.
④ 가는 물건을 절단할 때는 누름봉을 사용합시다.

둥근톱 등의 취급 작업 종사자 교육을 수강합시다.

작업 개시 전에 시업 전 점검을 시행합니다.
1.  톱날 손상, 각 부위의 볼트나 나사 확인
2.  캡타이어 끊어짐, 손상 여부
3.  커버의 복귀 상태
4.  브레이크 상태

전동 기구의 취급 “형틀 시공 업무”

누름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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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둥근톱 등의 재해 사례

지켜야 할 것
① 좁은 장소에서의 형틀 수정 작업은 수동식 톱을 사용합시다.
② 둥근톱을 사용할 때는 안전 커버가 충분히 작동할 수 있도록 
    점검과 정비를 확실히 합시다.
③ 둥근톱으로 하는 절단은 안정적인 작업대 위에서 합시다.

사례
형틀 내에서 수정(박스형 내부에 들어감) 작업을 하기 위해, 
휴대용 둥근톱을 사용하여 절단하다가 실수로 자신의 대퇴부를 
베었다.

전동 기구의 취급 “형틀 시공 업무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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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전기 릴

지켜야 할 것
① 코드는 전부 당겨서 빼고 릴에 코드가 남아있지 않은 
    상태에서 사용합시다.

② 정격 전류를 확인하고 그것을 넘지 않도록 사용합시다.

★ 릴에 코드가 남은 상태에서 사용하면 열 발산에 
    지장을 받아,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.

★ 정격 전류를 넘으면 발열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
    있습니다.

실내용/실외용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
작업 장소에 따라 사용합니다.
우천 시 실내용을 실외에서 사용하면 
누전 위험이 있습니다.

전동 기구의 취급 “형틀 시공 업무”

우천 시 실내용을 실외에서 사용하면 누전될 위험성이 있다.

실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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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)전기 드릴

작업 개시 전에 시업 전 점검을 시행합니다.

①날 손상 여부
②스위치 이상 유무
③몸 정면에서 사용, 작업 자세 
   확인
④구멍을 뚫는 반대쪽 상태 확인
⑤ 3심 캡타이어 사용 여부 또는 손상 
   여부 확인
⑥케이블 위치 확인

지켜야 할 것
① 보호안경을 사용합시다.
② 사용 시에 비정상인 소리, 비정상인 진동이 있을 때는 
    사용을 중단합시다.
③ 바른 자세를 유념합시다.
④ 사용 후에는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습니다.

전동 기구의 취급 “형틀 시공 업무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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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삭숫돌 특별교육을 수강합시다.
※자격 작업(연삭숫돌 특별교육)

(6)고속절단기

지켜야 할 것
① 연삭숫돌 측면에서 연마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.
② 절단재를 단단히 고정하고 보호 장갑을 착용합시다.
③ 소화기를 반드시 준비합시다.
④ 불티방지 커버를 사용합시다.
⑤ 연삭숫돌 특별교육 수료자가 작업합시다.
⑥ 작업 개시 전, 연마석을 교체한 후에는 시운전을 합니다.

전동 기구의 취급 “형틀 시공 업무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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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켜야 할 것
① 사출구가 사람을 향하게 하면 안 됩니다.
② 트리거에 손가락을 댄 상태로 태커나 타정기를 옮기면 
    안 됩니다.
③ 마주 보고 작업하면 안 됩니다.
④ 작업 중단 시에는 호스를 분리합시다.
⑤ 이상이 느껴지면 사용을 중단합시다.

(7)타정기

작업 개시 전에 시업 전 점검을 시행합니다.

전동 기구의 취급 “형틀 시공 업무”

①각 부위의 파손, 볼트 풀림 유무
②작업하는 곳에 전선관이나 매설물이 없는지 확인
③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
④보호안경을 썼는지 확인

① 컨택트암의 끝을 꽉 누른다
② 트리거를 당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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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
설비 기초 형틀 설치 작업 중에 합판 부분이 약간 뜨는 
바람에 왼손으로 합판과 널을 누르고 못을 박다가 
반대편으로 못이 튀어나와서 손을 찌르는 바람에 다쳤다.

2020.3

(8)타정기 재해 사례

지켜야 할 것
① 못을 박는 방향으로 손을 두면 안 됩니다.
② 못의 길이, 목재의 두께를 확인합시다.

전동 기구의 취급 “형틀 시공 업무”


